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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논문은 1999년 4월에 출시된 Acrobat 4.0에서 지원하는 PDF(Portable Document Format)를 이용해
서 고문헌의 원문을 디지털화하여, 웹상에서 이용자가 고문헌의 원문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한 방안에 대해 연구한 것이다. 이전의 Acrobat 3.0판은 한글 지원에 문제가 많았으나, 이번에 개정된 4.0판
에서는 다국어폰트의 지원으로 한글, 중국어, 일본어 등의 PDF변환이 가능해졌다. 따라서 <한글97>(속칭
<아래아 한글>)로 구축된 고문헌의 원문파일을 PDF로 변환은 물론 편집도 가능하게 되었다. PDF파일의
뷰어인 Acrobat Reader는 웹상에서 무상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므로, 이 PDF를 이용하여 고문헌의 원
문을 디지털화 한다면, 향후 개선되어야 할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용자가 인터넷상에서 손쉽게 고문헌의
원문을 검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ABSTRACTS

This article is a study on methods of digitalization for older books using PDF (Portable Document Format)
supported by Acrobat 4.0 which was introduced in April of 1999. Acrobat 3.0 has caused many problems
in supporting Korean language or Hangul. However, the revised 4.0 version of this software made the
conversion of Korean, Japanese and Chinese language possible due to its support by the multi-language
fonts. Therefore, it is possible to converse and to edit the text file of older books written with Hangul.
The Acrobat Reader, the viewer of PDF, can be downloaded for free from its website. However, the
digitalized text of older books by PDF has still some problems. But the user can retrieve the text of older
books from the Internet eas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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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정보화 시대를 맞아 최근 수년 전부터 우리

학계에서는 전자도서관 구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그에 상응하여

풍성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 실례로, 한국

과학기술원, LG상남도서관 등의 디지털도서

관들이 설립되는가 하면, 1999년 5월 1일부터

는 국가전자도서관이 개통되어 국립중앙도서

관을 중심으로 6개 주요도서관이 서로 연계하

여 인터넷상에서 정보서비스를 시행하는 수준

에 이르게 되었다. 이밖에 각 대학, 기업체마

다 전자도서관을 구축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여러 전문업체에서 디지털도

서관의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이미 시판

하고, 일부는 개발중에 있다. 

하지만 이들 전자도서관의 실제 구축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신서에 관한 것이지 고문헌

에관한 것은 아주 드문상태이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성균관대학교, 규장

각 등 몇몇 기관에서 일부 소장 고문헌에 한

해 웹상에서 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

지만 이들 기관에서는 고문헌의 원문구현방식

으로 이미지방식을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는 상당한 불편을 감수해야만

한다. 이 이미지방식은, 예전에 고서이용자가

각 기관 또는 대학의 고서실에 직접 가서 일

일이 자료를 열람하던 데 비하면 상당히 개선

된 것이지만, 全文檢索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

라 저장용량도 크며 전송속도도 느리기 때문

에 정보활용의 극대화 측면에서 볼 때 대단히

불편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이미지방식이 지닌 여러 가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원문의 입력방식에 대한 사고의 전

환이 필요하다. 즉, 고문헌의 원문을 이미지가

아닌 텍스트로 구현하는 방식이 검토되어야

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 같은 사실은 국학을 연구하는 많

은 사람들이 절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실제 현장에서 그것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

는 이유는 텍스트방식을 채택할 경우 고문헌

의 본문 입력에 엄청난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실무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이 텍스트방식은 이상적인 방안으로서 그

효율성은 인정하지만 여러 가지 현실 여건을

감안할 때 주저하게 되며, 이 점에서 텍스트방

식의 기피는 충분히 납득할 만한 점이 없지

않다. 그러나 정보서비스와 정보검색의 본질

적인 측면에서 이를 고려해 볼 때 기존의 이

미지방식은 상당히 한계가 있으므로 텍스트방

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웹상에서의 원문구현

방법으로는 HTML, SGML, XML, PDF 등이

있다. 이 중 최근에 가장 많이 부각되고 있는

것은 PDF(Portable Document Format)와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이다.

XML로 구현하려면 먼저 고문헌을 위한 범용

DTD(Document Type Definition)를 개발해야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다. 여기에 비해

PDF는 XML보다 훨씬 간편하게 고문헌의

원문을 디지털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1999년 4월에 출시된 PDF 지원 소프트

웨어인 Acrobat 4.0부터 2Byte 지원이 가능하

게 됨에 따라 <한글>(속칭 아래아 한글)파일

을 PDF로 손쉽게 변환할 수 있게 되어, PDF

는 현재 우리 실정으로 볼 때 그 실용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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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높은방식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먼저PDF의 개념에 대

해 간략히 살펴본 후, PDF를 통해 고문헌의

원문을 디지털화 하는 작업을 실제로 수행하

면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그의 해결 방안에 대

해 살펴보고, 실제 도서관에서의 활용 방안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PDF의 개념

2. 1 PDF란 무엇인가?

PDF(Portable Document Format)는 전

세계에 전자문서를 배포하기 위하여 세계적인

그래픽회사인 Adobe사에서 포스트스크립트

(PostScript) 언어에 기반을 두어 1993년에

발표한 것으로 윈도우, 유닉스, 매킨토시 등

어떤 형태의 컴퓨터 시스템 환경 하에서도 활

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표준적인 포맷이다.

이 PDF는 Adobe사의 Acrobat 소프트웨어에

의해 생성되며, Acrobat소프트웨어는 하드웨

어, 플렛폼,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과 관계

없이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사용되는 데스크

탑의 일종으로,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의해 생

성된 문서도 PDF파일로 변환시켜 준다.(장수

진 1999, adobe)

최근 국내에서 이 PDF의 이용이 급속도로

증가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1999년 4월에

출시된 Acrobat 4.0부터 2Byte 지원이 가능하

게 되어, Acrobat Writer와 변환프로그램인

HAANQ PDF 1.0(이하 HQ PDF1.0이라

함)을 사용하면 <한글>로 구축한 텍스트파일

의 PDF파일변환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

다. 현실적으로 국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한글> 문서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

이 부각된 것이다. 게다가 PDF파일의 뷰어인

Acrobat Reader1) 를 웹상에서 무상으로 다운로

드 받아 설치하면 어떤 시스템에서든지 읽고

출력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 PDF파일로 고문헌의 원문을 디지털화

할 경우 압축된 텍스트파일을 사용하여 저장

이 간편하고, 전송이 빠르며, 도스, 윈도우, 매

킨토시, 유닉스 등 서로 다른 시스템 환경 하

에서 호환이 가능하다는 등의 여러 가지 장점

이 있다. 이밖에도 원본 문서의 페이지 포맷을

그대로 유지한 채 출판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제한적인 점이 있긴 하지만, 부분적인 전문검

색이 가능하며, 어떤 출력장치에서도 별도의

파일 구성없이 정확히 출력할 수 있는(권영하

1998, dyenc) 등 여러 가지 기능과 장점들을

두루 갖추었다. 

2. 2 원문입력방식에서 PDF의 위치

이미 언급한 대로 컴퓨터 상에서 원문을 구

현하는 방식은 텍스트방식과 이미지방식의 두

가지가 있다.(김용, 남궁황 1998, 남영준 1998,

박형옥 1998, 유사라 1997)

1) 텍스트방식에는 打入方式(Key in)과

OCR소프트웨어방식과 마크업 언어방식

((Markup Language)의세 방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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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받을 수 있다.



①打入方式(Key in)은원문을 키보드로

직접 쳐넣어 파일을 생성하는 방식이고,

② OCR소프트웨어방식은 원문을 스캐

너로 스캔한 후에 OCR소프트웨어를 사

용해서 이를 텍스트파일로 변환하여 파

일을 생성하는 방식이며, ③ 마크업 언

어방식은 기존 텍스트파일의 단점을 보

완해서 나온 것으로 웹상에서 검색이 용

이하도록 문헌을 구조화하여 표현한 방

식으로서, HTML, SGML, XML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2) 이미지방식은 이미지스캐너 또는 디지

털카메라를 사용하여 원문을 입력하고

이를 JPG, GIF, TIFF 등의 파일형식으

로 광파일이나 마그내틱 테이프 또는 컴

퓨터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것이다. 

PDF방식은 이 두 가지 방식을 혼용한 방식

이라 할 수 있다. 이 PDF방식은 마크업언어

(Markup Language)와는 구분되는 페이지기술

언어(Page Description Language)(Adobe

1999)로서, 기존의 텍스트방식과 이미지방식의

장점을 모두 활용하여 개발된 것이다. 따라서

이 방식은 원문의 가공형태에 따라 텍스트방

식에 해당될 수도 있고 이미지방식에 해당될

수도 있으므로 양 방식의 장점을 그대로 살려

쓸수 있다는 이점을 갖는다. 

위에서 살펴본 원문입력방식 중 향후 웹을

주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PDF와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이다.

이들은 각각 서로 다른 특성과 장단점을 지니

고 있지만, 향후 웹상에서의 원문구현은 이들

이주도할 것으로 의심치 않는다. 

하지만 XML을 활용할 경우, 우선적으로

모든 고문헌의 원문을 입력할 수 있는 틀이라

고 할 수 있는 고문헌을 위한 범용 DTD

(Document Type Definition)를 개발해야 하는

데, 이 작업은 독자적으로 하기에는 다소 무리

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며, 무엇

보다도 어려운 문제는 현시점에서 컴퓨터상의

문자폰트 인식의 한계로 인하여, XML 상에서

고문헌의 원문에 나타난 수많은 한자를 일일

이 입력하여 태그를 붙이는 데 상당히 큰 어

려움에 봉착하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비해 PDF방식은 XML보다훨씬 간

편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1999년 4월에 출시된 PDF 지원 소프트웨어인

Acrobat 4.0의 경우, 다국어폰트의 지원이 가능

해져서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를 지원해 주며,

특히 변환프로그램인 HAANQ PDF 1.0(이하

HQ PDF1.0이라 함) 을 사용하면 현재 우리

나라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워드프로

세서인 <한글>로 작성한 문서를 PDF텍스트파

일로 변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고문헌의 원문을 입력하는데, XML 상에서

한자를 일일이 입력하여 태그를 붙이는 것보

다 <한글>로 입력하는 편이 훨씬 어려움이 적

어질 것이다. 

한편 PDF는 텍스트파일 외에 이미지파일

로 저장이 가능하여, <한글>파일을 PDF이미지

파일로 자동 변환할 수 있다. 이렇게 할 경우

기본적으로 <한글>파일과 같은 텍스트파일을

작성하는데는 많은 인력과 시간과 노력이 소

모되겠지만, 기존의 이미지방식에 비해 좀더

열람이 용이하며, 적은 저장용량을 차지하며,

전송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이밖에 PDF 방

식은 TIFF, JPG 등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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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방식에서와 마찬가지로 고문헌을 이미지

스캐너로 스캔하여 PDF 이미지파일로 저장이

가능하고, 기존의 TIFF 또는 JPG로 저장된

파일 역시 PDF이미지파일로 변환이 가능하

다. 이처럼 이 PDF방식은 텍스트방식과 이미

지방식을 혼용할 수 있어서 고문헌의 원문을

디지털화 하는데 다각도로 활용될 수있다. 

3. PDF를 활용한 고문헌의 원문
디지털화 및 활용방안

3. 1 기존 고문헌 디지털방식의 문제점과

PDF의 필요성

고문헌의 활용은 다음 3단계로 구분하여 정

의 내릴 수 있다. 제1단계는 고문헌의 보관단

계요, 제2단계는 고문헌정보의 제공단계요, 제

3단계는 고문헌정보활용의 극대화단계이다.

제1단계인 고문헌의 보관단계는 예전처럼 도

서관에서 고문헌을 단순히 도서관 서고에 보

관해 놓고 방문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용

시키는 단계를 말하며, 제2단계인 고문헌정보

의 제공단계란 고문헌의 원문을 이미지방식으

로 입력하여 전산망을 통해 이용자에게 서비

스해 주는단계를 말하며, 제3단계인 고문헌정

보활용의 극대화 단계란 고문헌의 원문을 텍

스트방식으로 입력하여 전문 검색이 가능하게

하고 이용자로 하여금 그 원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단계를 말한다.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도서관에서는 여전히 제1단계인 고

문헌의 보관단계에 머물러 있거나 제2단계로

의 진입을 계획하는 수준이고, 몇몇 기관 및

도서관에서는 제2단계인 고문헌정보의 제공단

계로 진입하는 국면에 있다. 아마도 제2단계인

고문헌정보의 제공단계가 완성된다면 앞으로

는 제3단계인 고문헌정보활용의 극대화 단계

를 지향하게 될 것이다. 분명 현재의 기술수준

하에서 제3단계에서 추구하는 텍스트방식으로

고문헌의 원문을 구현하는 데 상당히 많은 문

제에 직면하겠지만 현 상태에서 기술이 허락

하는 선까지 거기에 대한 기초작업이 수행되

어야 할것이다. 

2000년 2월 현재 국내에서 고문헌에 대한

원문서비스를 해 주는 기관 및 조만간 실시할

예정에 있는 기관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표 1> 

<표 1>에 나타난 기관 중 가장 대표적인 곳

으로는 국립중앙도서관, 성균관대학교, 규장각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도서관에서 고문헌의

원문을 입력한 방식을 살펴보면, 대개 이미지

스캐너 또는 디지털카메라 등을 사용하여 고

문헌의 원문을 입력하고 이를 TIFF나 JPG로

저장하여 서비스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규

장각과 동아대학교에서만 TIFF로 저장한 고

문헌파일을 PDF이미지파일로 변환하여 웹상

에서 서비스해 주고 있다. 이들 도서관에서 이

미지방식을 채택한 이유는 현재 한자폰트문제

가 해결되지 못하고, 텍스트파일 구축에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과 인력이 소모되므로 보다

간편하고 적은 비용, 적은 인력으로 짧은 기간

내에 고문헌 디지털도서관을 구축하기 위해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이들 기관에서 채택한 이미지방식은 텍스트

방식에 비해 비용, 시간, 노력 면에서 간편한

점은 있지만, 컴퓨터 내에서 저장용량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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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장경 연구소

국립중앙도서관

국사편찬위원회

국회도서관

규장각

동아대학교

문화재청

성균관대학교존경각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양대학교

항목
원문 입력방식 제공문헌수 웹주소 개요

기관명

텍스트방식

TIFF

텍스트방식

TIFF

PDF이미지

PDF이미지

JPG

TIFF

JPEG

GIF

JPG

1847종

717종 3천책

25종

521책 71,057면

12종

23종

전적류 54종

2500여책 41만면

고서 22건

구한말교과서

44종

3월초경 서비

스 실시 예정

5종

http://www.sutra.re.kr

http://www.dlibrary.go.kr/

http://www.nl.go.kr/화상정보

/oldbook.htm

http://www.nhcc.go.kr

http://nanet.go.kr/index.html

http://kyujanggak.snu.ac.kr

http://www.donga.ac.kr

http://www.ocp.go.kr

http://east.skku.ac.kr

http://dlib.ewha.ac.k/

http://www.aks.ac.kr/li

brary/k_mainframe

http://library.hanyang.ac.kr/ipl

us/main.asp?main=01&sub=

7&index=index

- 동 연구소에서 4바이트 폰트를

개발하여 고문헌의 원문을 텍스

트파일로 구축함,

- 웹상에서는 이용자가 필요로 할

경우 실시간 GIF파일로 자동 변

환시켜 서비스해 줌. 

- 금년 3월 경에 CD에 저장한 고서

63,194책을 ftp로 인터넷에서 서비

스할 예정임.

- 동 위원회에서 발간한 자료를 중

심으로 폰트를 개발하여 텍스트

파일로 구축하여 서비스해 줌.

- 홈페이지에서 사진자료에 일부

고서에 대해 서지사항과 사진을

게재해주고 있음. 

- 규장각보유서적 17만 5천건에 대

한 서지사항과 일부 서적의 해제

와 목차까지 입력함. 

- 최근에 TIFF파일을 PDF로 변경함. 

- 국보급 고문헌에 한해 외형과 약

간의 페이지만 샘플로 보여주고

있으며, 입력방식은 디지털카메라

로 촬영함.

- 고려사, 팔만대장경, 발해사 등의

자료에 대해 CD를 링크시켜 주고

있음. 

-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하였음. 

- 홈페이지에는 고서원문서비스의

종수가 35종으로 나왔으나 실제

원문제공건수는 22종임.

- 고서와 구한말교과서를 구분하고 있음. 

- 150만면 가량 입력함.

- 經部,史部서적 80%정도의 분량임. 

추후 추가 예정

<표 1> 고문헌 원문서비스기관과 예상기관



차지하고, 통신상에 전송이 용이하지 않으며,

색인어를 별도로 부여해 주어야 하며, 뷰어 간

에 호환이 되지 않아 열람이 불편한 점 등 많

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이용자의 입장에서

보아도 순차적으로 밖에 검색할 수 없기 때문

에 이용자가 검색하는데 들이는 시간까지 계

산한다면 대단히 비경제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전자출판기술의 발달을 고

려해 볼 때 이미지방식에 의한 전자문헌의 구

축은 다소낙후된 방식이라 아니할 수 없다. 

반면에 PDF방식으로 고문헌의 원문을 디

지털화 할 경우, 고문헌의 텍스트파일 구축에

상당히 많은 인력과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하

며, 입력상 오류 발생의 가능성이 많고 그의

대조 및 정정작업에 많은 비용을 치루어야 한

다는 단점은 있지만, 일단 구축해 놓으면 기존

의 이미지방식에 비해 파일의 크기가 아주 작

아서 저장용량을 적게 차지하고, 전송속도가

빠르며, 하나의 뷰어로 모든 PDF파일의 열람

이 가능하며, 무엇보다도 본문에 대한 부분적

인 검색이 가능하여 이용자가 보다 신속하게

필요한 자료를 검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단계에서 볼 때 한자폰트상의 문제로 인하

여 <한글>파일의 PDF텍스트파일 변환에 문제

가 많이 발생할 경우, 임시로 PDF이미지파일

로 변환해서 이용자에게 이용을 시키고 나중

에 기술 개발에 따라 이를 PDF텍스트파일로

변환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3. 2 PDF의 활용사례

이 절에서는 PDF를 활용한 다양한 변환 실

례를 다음의 세 가지 방법으로 구분하여 고문

헌의 원문을 디지털화 해 보고자 한다. 

1)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고문헌의 텍스

트파일을 구축한 후에이를 PDF텍스트파일로

변환하는 방법, 2)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고문헌의 텍스트파일을 구축한 후에 이를

PDF이미지파일로 변환하는 방법, 3) 스캐너를

사용하여 기존의 TIFF, JPG 등으로 저장해

놓은 고문헌파일을 PDF이미지파일로 변환하

는 방법등이 바로 그것이다. 

위의 방법 가운데 가장 이상적인 것은 1)의

방법으로 본 논문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것이며, 2)의 방법은 Acrobat상에서

PDF이미지파일로 변환시키는 것이며, 3)의

방법은 기존의 이미지입력방식에서와 마찬가

지로 고문헌을 스캐너로 읽은 후에 이를 PDF

이미지파일로 변환하여 저장하거나, 기존의

TIFF 또는 JPG로 저장한 파일을 PDF이미지

파일로 변환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 방법 중 어느 것을 사용해도

PDF를 활용한 고문헌의 원문디지털화가 가능

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 세 가지 방법을 모두

활용하여 고문헌의 원문을 디지털화 해 본 후

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기술적인 문제와 그의

해결 방안에 대해 논하고, 이들을 기존의 이미

지입력방식과 비교하여 그 효용성에 대해 논

의하고자 한다.

3. 2. 1 <한글>로 작성한 고문헌의 PDF텍

스트파일 변환

현재 우리 나라에서 사용하는 워드프로세서

로는 한글과컴퓨터사의 <한글>, 마이크로소프

트사의 <MS Word>, 삼성전자의 <훈민정음>

등이 있는데 이 중 가장 많이 사용하고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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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이 높은 것이 바로 <한글>이다. 따라서 실제

작업에서는 이 <한글>을 사용하여 텍스트파일

을 구축한 후에 이를 PDF로 변환해 보기로

한다. 

작업방식은 먼저 고문헌의 언어에 따라 1)

순한문인 경우, 2) 한글고어자인 경우, 3) 구결

자인 경우로 구분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1)의

경우는 <擊蒙要訣>전문을 입력하여 변환해보

고, 2)의 경우는 경판 24장본 <홍길동젼> 전문

을 입력하여 변환해 보고, 3)의 경우에는 <한

글>의 문자표에 나타난 <구결자>를 입력하여

변환해 본 후에 그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3. 2. 1. 1 순한문 고문헌의 변환및 결과

여기에서는 栗谷先生이 저술한 <擊蒙要訣>2)

의 全文을 <한글>로 입력하여 텍스트파일을

구축한 후에 이를 PDF텍스트파일로 변환하

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그의 해

결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변환방법 및 결과

Acrobat 4.0을 이용하여 <한글>파일을

PDF텍스트파일로 변환하려면, Acrobat 상에서

<한글>파일의 직접적인 PDF 변환은 불가능하

고, Adobe사의한국 기술지원업체인 대양이앤

씨에서 한국어 지원을 위해 개발한 별도의 변

환프로그램인 HQ PDF1.0을 사용해야 한다.

이 변환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한글>로 작성한

<擊蒙要訣> 원문파일을 PDF텍스트파일로 변

환 시켜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한글>문서에서 글꼴을 신명조로 선택

하여 PDF텍스트파일로 변환시켰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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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延世大學校 소장 崇禎再甲子年[1744]跋 木版本 栗谷先生全書 第27卷에 수록된 <擊蒙要訣>을 대상으로 삼
았다.

<그림 1>



변환 결과 PDF텍스트파일의 글자체가

화면상으로는 <한글>과 다른체로 나왔

지만(그림 1, 그림 2 참조), 인출한 결과

원래 그대로 <한글>의 신명조체로 나왔

다. 

(2) <한글>로 작성한 <擊蒙要訣>파일을

PDF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변환되지

못한 한자들을 조사해 본 결과 윈도우

지원 한자 4888자 외의 한자는 변환되

지 못했는데, 깨지거나 이상하게 나오

지 않고 그 글자 부분만 공백으로 남겨

졌다.(그림 2 참조). 변환율을 살펴보면,

<擊蒙要訣>의 본문글자 7265자 가운데

7233자가 변환되어 99.6%의 높은 비율

을 나타내었다. 이 변환과정에서 변환

되지 못한 글자는 28종 32자(중복한자

4자 포함)였는데 이들은 모두 <한글>의

한자확장팩에 있는 글자들이었다. 그

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이상 28자)(중복한자 인, 인, 인, 인 4

자)(합계 32자)

2) 해결방안

<한글>파일의 PDF 텍스트파일 변환과정에

서 변환되지 못한 28종 32자의처리에 대해 여

러 가지로 고심해 본 결과, PDF가 텍스트, 이

미지, 그래픽 등을 파일 내의 정해진 위치에서

그대로 인식한다(장수진 1999, adobepdf)는

점에 착안하여, 이들 글자에 대해 이미지소프

트웨어인 PAINTSHOP을 활용하여 이미지

로 처리하여 <한글>문서를 완성한 후에 이를

PDF파일로 변환시켜 보았다. 이 과정에서 이

미지로 처리한 28종 32자는 나중에 한자폰트

의 문제가 해결될 것을 감안하여 글자를 파란

색으로 지정했다.(그림 3 참조) 이렇게 완성된

PDF텍스트파일의 저장용량은 82.3KB를 차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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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이 PDF텍스트파일에서 가장 특징적인 사

항은 전문에 대한 부분적인 검색이 가능해 졌

다는것이다. 이 검색기능은 PDF의 [Find] 기

능인데, 이는 <한글>에서의 [찾기] 기능과 같

은것이다. 그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PDF파일을 열고 메뉴 바에서 [Edit]를 선

택한 후에 [Find]를 선택하여 빈 공간에 색인

어를 입력하면 본문에서 그 입력한 색인어가

있는 곳을 찾아 준다. 본 논문에서는‘朱子’를

입력하여 검색해 본 결과, <擊蒙要訣> 본문에

나타난‘朱子’란 단어를 찾아서 검게 표시해

주었다. (그림 4, 그림 5 참조). 하지만 문서전

체의 내용을 한꺼번에 검색할 수 있는

[Search] 기능은 수행하지 못했다. 따라서 본

문의 내용을 검색하려면 <한글>의 [찾기]에서

처럼 여러 번 검색어를 입력해야 하는 불편은

따르지만, 본문의 내용을 검색할 수 있게 된

것은 상당히 큰 성과라고 생각된다. 차후 한자

의 폰트가 더 확장되고, 기술이 개발이 뒷받침

해 준다면 수년 내에 전문검색이 가능할 것으

로 예상된다. 

<한글>로 작성한 <擊蒙要訣>을 PDF텍스트

파일로 변환해 본 결과 많은 한계점을 드러냈

다. 하지만 부분적이나마 검색이 가능하게 되

었다는 점, 저장용량을 상당히 적게 차지한다

는 점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었다. 현재의 기

술 수준에서 <한글>로 작성한 고문헌의 원문

을 PDF로 디지털화하기 위해서는 PDF 텍스

트방식과 이미지방식을 함께 혼합하여 <한글>

문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 본 실험대상으

로 삼은 <擊蒙要訣>의 경우 변환되지 않은 漢

子가 28종 32자밖에 되지 않아 그다지 어려운

문제는 없었지만 僻字가 많은 고문헌일수록

PDF텍스트파일을 만드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수반될 것이다. 또한 텍스트파일의 구축에 너

무나 많은 비용과 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개개 도서관에서 이러한 작업을 추진

하는 것은 무리이다. 따라서 만일 이런 작업들

이 행해진다면 국가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야 할것이다. 

142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4권 제1호 2000

<그림 3>



3. 2. 1. 2 한글고어자의 경우

한글 고어자는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소설인

<홍길동젼>3) 을 대상으로 <한글>로 입력한 것

을 PDF로 변환시켜 보았는데 그 결과는 다음

과 같다. 

<한글>로 입력한 <홍길동젼>을 PDF로 변환

시켜본 결과, 한글고어자 가운데 <한>자를 제

외한 나머지 글자는 인식하여 변환시키지 못

하고 그글자가 잘못된 글자로 변환되었다.(그

림 6 ,그림 9 참조)

즉, 한마디로 말해서 현시점에서 한글고어

자의 PDF텍스트파일 변환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한글고어자 폰트를 개발하지 못

했던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 HQ PDF1.0의

개발사 대양이엔씨 측에 문의한 결과“예산

상의 이유로 인해 한글 고어자처럼 이용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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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그림 5>

3) 이윤석. 1997. 홍길동전 연구, 대구 : 계명대학교. 부록Ⅱ에 수록된 <홍길동젼> <한글>파일을 이용함. 



낮은 특수문자에 대해 폰트를 따로 제작할

수 없었다”고 하여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한

글고어자폰트를 개발하지 못했음을 아쉬워

했다. 

한편 <홍길동젼>역시 전장의 <擊蒙要訣>에

서와마찬가지로 <한글> 신명조체로 하였는데,

PDF텍스트파일로 변환시켜 본 결과 <한글>

신명조체와는 약간다른 글자체를 보여주었다. 

경판 24장본 <홍길동젼>의 전체 글자수는

14,508자였는데 변환시키지 못한 글자는 2,269

자로 총 15.6%의 글자가 변환되지 못했다. 이

변환되지 못한 글자는 현재 사용되지 않는 고

어자들이다. 이 <홍길동젼>의 경우, 변환되지

못한 글자 수가 너무 많아서 별도로 그 변환

되지 못한 글자에 대해 전절에서 처럼 이미지

처리하여 본문을 완성하지는 못하였다. 이

PDF텍스트파일로 변환된 <홍길동젼>의 파일

크기는 71.3KB였다. 

3. 2. 1. 3 구결자의 경우

구결자는 <한글>의 문자표에 수록된 구결자

269종을대상으로 <한글>파일을작성하고이를

PDF 텍스트파일로 변환시켜 보았다.(그림 7

참조). 그결과전체 269종가운데 13종을제외

한 256종이변환되어 95%의높은변환율을보

여주었다. 

이 변환과정에서 변환되지 못한 구결자 13

종의 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위 13종의 구결자를 PAINTSHOP으로 처

리하여 <한글>파일을 완성한 후에 PDF로 변

환시켰는데 그크기는 31KB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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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3. 2. 2 <한글>로 작성한 고문헌의 PDF이

미지파일 변환

이 PDF이미지파일은 <한글>파일에 나타난

문자를 텍스트가 아닌 이미지로 읽어 들이는

것이다. 기존 이미지방식의 경우 고서를 한 장

씩 스캐닝하거나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하여 입

력했지만 이 방식은 이미 구축해 놓은 고문헌

의 텍스트파일을 PDF이미지파일로 변환하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전 장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글>

로입력한파일을1) 순한문인경우<擊蒙要訣>,

2) 한글고어자인경우<홍길동젼>, 3) <구결자>

의 3가지로구분하여PDF이미지파일로변환해

보고자한다.

3. 2. 2. 1 순한문의 경우

<한글>로 작성한 <擊蒙要訣>을 PDF이미지

파일로 변환해 보았는데 그 결과 <한글>파일

에 나타난 글자가 전혀 깨지지 않고 그대로

변환되었다. 하지만 이 변환된 <擊蒙要訣>

PDF이미지파일은 PDF텍스트파일과 비교해

볼 때 글자체면에서 많은차이가 났다.(그림 2,

그림 8 참조). 파일의 크기는 171KB를 차지하

였는데, 이는 <擊蒙要訣>PDF텍스트파일이

82.3KB인 점을 감안해 보면 약 2배 이상이나

증가한 것이다. 또한 PDF텍스트파일에서 부

분적으로 가능했던 검색기능이 PDF이미지파

일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3. 2. 2. 2 한글 고어자의 경우

<한글>로 작성한 <홍길동젼>파일을 PDF이

미지파일로 변환해 본 결과 <擊蒙要訣>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글>파일에 나타난 글자가 전혀

깨짐 없이 그대로 변환되었다 파일의 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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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317KB였다. <홍길동전>의 PDF텍스트파일

크기가 71.3 KB인 것과 비교해 보면 약 4배

반 정도가 증가한 것이다. PDF텍스트파일에

서부분적으로 가능했던 검색기능이 PDF이미

지파일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PDF

이미지파일로 변환된 <홍길동젼>은 다음과 같

다. (그림 9 참조) 

3. 2. 2. 3 구결자의 경우

<한글>로작성한<구결자>를PDF이미지파일

로 변환해 보았는데 역시 <擊蒙要訣>에서와 마

찬가지로 <한글>파일에 나타난 글자가 전혀 깨

지지 않고 그대로 변환되었다. 하지만 이 변환

된<구결자>는<擊蒙要訣>에서PDF변환시글자

체가 완연히 바뀐 것과는 달리 거의 글자체 상

의차이는거의없었다. (그림7, 그림10 참조)

<한글>로작성한 <구결자>파일을 PDF 이미

지파일로 변환해 본 결과, 그 파일의 크기는

6.22KB였다. 이 수치는 <한글>로 작성한 구결

자파일을 PDF텍스트파일로 변환시켰을 때

그 크기가 22.5KB인 것과 비교해 보면 약

72%가량이나 감소한 수치이다. 전 절에서 <한

글>로 작성한 <擊蒙要訣>파일을 PDF이미지파

일로 변환시켰을 때, PDF텍스트파일의 그것

보다 용량이 2배 가량 증가한 데 비해, 이 구

결자파일의 경우 그 크기가 오히려 3분의 1로

감소한 수치가 나타났다. 이같은 이유에 대해

대양이앤씨의 PDF 담당자는“파일의 크기에

관계없이 PDF이미지 파일 변환시 기본 포맷

이 차지하는 기본적인 저장용량이 있기 때문

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3. 2. 3 기존이미지파일의PDF 이미지파일변환

이미지스캐너를 활용하여 TIFF로 구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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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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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그림 10>



기존의 이미지파일을 PDF로 변환 시키는 것

은 이미 서울대학교 규장각과 동아대학교 도

서관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다. 필자도 <擊蒙要

訣>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실험을 해 보았지

만, 파일의 성격과 종류와 크기에 따라 압축률

이 들쭉 날쭉하여 만족할만한 정량적인 결과

를얻지못하였다. 필자가실험한바에의하면4)

TIFF의경우PDF로변환한 결과 약 30%가량

파일크기가 적어진 반면, JPG파일의 경우

PDF로 변환한 결과, 해상도에 따라 적게는

330% 많게는 990%나 파일이 더 커지는 현상

을 초래한 것이다. 하지만 <擊蒙要訣> 한 종의

고문헌을 대상으로 기존의 이미지파일을 PDF

로 변환시킨 결과만 가지고, 특정 소프트웨어

의 압축율이 좋다 나쁘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

은 무리가 아닐 수 없다. 실험조건에 따라 다

양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Adobe사의 한국기

술지원업체인 대양이앤씨 담당자 정태동팀장

과현재 TIFF파일을 PDF로 변환하여 사용하

고 있는 서울대학교 규장각의 담당자 김태환

과 동아대학교 고문헌전산화구축사업을 담당

한 페이퍼리스사의 이상재실장과 전화상으로

조사한 내용으로 그 결과를 대신하고자 한다. 

필자가 TIFF와 JPG의 PDF변환시 파일크

기의 증감 문제에 대해 대양이앤씨의 PDF팀

장 정태동에게 문의한 결과“스캐너로 입력할

때의 조건과 PDF의 압축률을 어떻게 정하느

냐에 따라 압축률이 상당히 변할 수 있는데,

정확한 통계는 내보지 못했지만, 스캐너로 입

력할 경우, 동일조건에서 스캔하여 PDF로 변

환할 경우 평균적으로 TIFF나 JPG의 파일크

기와 PDF의 파일크기는 거의 1:1 수준으로

본다. 따라서 파일 크기상의 차이는 없을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

과 동아대학교에서 TIFF로 저장한 고문헌 이

미지파일을 PDF로 변환하여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규장각 담당자 김태환에 의하면

“TIFF를 PDF로 변환시켜 본 결과 전체적으

로 파일 크기상의 차이는 거의 없었다”고 하

였다. 페이퍼리스사의 이상재실장 역시

“TIFF의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전

체적으로 볼 때 기존의 TIFF파일을 PDF로

변환하는데 거의 같은 크기의 저장용량을 차

지한다”고 언급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기존의

TIFF파일을 PDF로 변환시키는데 파일 크기

상의 차이는 없다고 보는 편이 좋을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조사와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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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내용은 다음과 같다. 
<擊蒙要訣>을 이미지스캐너로 스캐닝 하여 이를 TIFF와 JPG로 저장해 보고, 이들을 PDF로 변환시켜 보
았다. 이때 Acrobat Writer의 조건은 원래 프로그램에 설정해 놓은 디폴트값 그대로 설정했으며, 이미지스
캐너는 Epson GT/5000모델을 사용하였다. 
첫 번째는 <擊蒙要訣>을 스캐너로 입력하여 TIFF 5.0으로 저장하고 이를 PDF로 변환해 보았다. <擊蒙要
訣> TIFF파일의 크기가 14.1MB였는데, 이를 PDF로 변환해 본 결과, 그 크기가 10.1MB로 약 28.3%가 줄
어들었다.
두 번째는 <擊蒙要訣>을 스캐너로 입력하여 JPG로 저장하고 이를 PDF로 변환해 보았다. 이 JPG로는 두
차례의 실험을 했는데, 조건은 프로그램에 저장된 디폴트값으로 놓되 첫 번째는 스캐너의 해상도를 최고로
높여서 스캐닝하고, 두 번째는 해상도를 중간으로 놓고 스캐닝해 보았다. 먼저 해상도를 최고로 높여 스캔
한 후 이를 JPG로 저장해 본 결과 파일크기가 8.5MB였는데 이를 PDF로 변환시켜본 결과 그 크기가
25.7MB로 약 330%가량 증가하였다. 스캐너의 해상도를 중간에 놓고 스캔한 후 이를 JPG로 저장해 본 결
과, 크기가 1.87MB였는데 이를 PDF로 변환시켜본 결과 그 크기가 17.9MB로 990%나 증가하였다.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TIFF파일의 경우 뷰어 간에 호환성이

떨어져서 검색이 블편하지만, PDF의 경우

Acrobat Reader만 설치하면 어떤기종의 시스

템에서든지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서울대학교 규장각의 김태환도 규장각에서

TIFF파일을 PDF로 변환시킨 가장큰 이유를

“검색상의 편리를 기하기 위함“이라고 전언하

였다. 

3. 3 PDF파일의 활용방안

전 절에서 <한글>로 구축한 고문헌 파일을

PDF텍스트파일, PDF이미지파일로 변환시켜

보고, 기존의 TIFF와 JPG로 저장된 파일을

PDF로 변환시켜 보았다. 이렇게 완성된 PDF

파일은 기존에 구축된 전자도서관의 서지정보

데이터베이스에 PDF로 작성한 고문헌의 원문

파일을 링크 시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개략적인 모형은 다음과 같다. 

위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고문헌데이터

베이스는 크게 고문헌 서지데이터베이스와 고

문헌 원문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된다. 고문헌

서지데이터베이스는 기왕에 구축된 것을 사용

하거나, PDF로 새롭게 구축할 수 있을 것이

다. 고문헌 원문데이터베이스는 고문헌의 원

문에 대한 이미지데이터베이스와 텍스트데이

터베이스와 해제데이터베이스의 3가지로 구성

된다. 고문헌 원문의 이미지데이터베이스는

기존의 TIFF, JPG, GIF 등을 PDF로 변환한

것, 문자폰트상의 문제로 인하여 PDF텍스트

방식을 적용하기 어려운 고문헌에 한해 임시

로 PDF이미지파일로 변환한 것 등이 모두 포

함될 것이다. 고문헌 원문의 텍스트데이터베

이스는 워드프로세서로 입력한 고문헌의 텍스

트파일을 PDF텍스트파일로 변환하여 구축한

것을 말하며, 해제데이터베이스는 고문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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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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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를 PDF텍스트파일로 구축한 것을 의미한

다. 이들 3종의데이터베이스는 고문헌 서지데

이터베이스 뿐만 아니라 현대문헌 데이터베이

스와도 링크되어 고문헌은 물론 그와 연관된

현대문헌까지도 검색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용자는 웹브라우저를 통해 특정 고문헌의

서지사항과 원문과 해제는 물론 그와 관련된

현대문헌까지 한꺼번에 검색할 수 있도록 하

여 이용에 편리를 기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 시스템에서는 고문헌의 이미지파일과 텍스

트파일이 공존하게 되어, 이용자 입장에서 볼

때 고문헌의 텍스트파일과 이미지파일을 함께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擊

蒙要訣>이란 고문헌을 검색할 경우 이용자는

<擊蒙要訣> 원문의 이미지파일과 텍스트파일

과 그의 해제까지 모두 검색할 수 있게 되며,

최근까지 발간된 <擊蒙要訣>의 번역서, 주해서

등 관련된 현대 서적을 함께 검색할 수 있게

되어 이용상에 편리를 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기존 도서관에서 고문헌에 대한 텍스트파일

을 구축하기 어려울 경우, 일차적으로 고문헌

에 대한 이미지파일을 구축한 후에 그의 해제

또는초록에 한해PDF텍스트파일을 구축하여

기존의 서지데이터베이스나 원문이미지데이

터베이스에 링크하여 서비스 해 주는 방안도

효율적일 것이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고문헌을 PDF텍스트

파일로 디지털화하여 그의 데이터베이스를 구

축하는데 주된 목적을 두었다. 하지만, 이번

실험 결과 컴퓨터 상의 문자폰트인식의 한계

및 폰트 개발의 미비로 인하여 상당히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한글>로 구축한

고문헌파일을 PDF텍스트파일로 변환시키는

과정에서, 일부 미변환글자에 대해 이미지로

처리하여 완성할 수밖에 없었다. 더욱 아쉬운

것은 우리말 고어자에 대한 폰트가 개발되지

않아 우리말 고어자에 대한 PDF텍스트파일의

변환이 불가능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앞으로

완전한 PDF텍스트파일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폰트의 개발 등 많은 기술개발을 요하고, 그에

따른 재정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

다. 

다들 아는 바와 같이 국가정보화사업을 추

진하면서 신서에 대해서는 텍스트방식을 채택

했지만 고문헌에 대해서는 이미지방식을 채택

하였다. 이미지방식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고문헌의 종류에 따라 이미지방식이

필요할 경우도 있는 것이다. 당시 한자폰트의

미해결과 엄청난 비용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

되어 현실성 있는 이미지방식을 선택하였지만,

고문헌을 텍스트방식으로 구축하려는 노력은

미진했다고 생각된다.

현 상황에서 텍스트방식으로 고문헌의 원문

을 디지털화하여 그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

는 데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 현재 국내 각

도서관에서 고문헌의 원문커녕 목록조차 입력

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각 도서관마다 고문

헌의 원문을 대상으로 텍스트파일을 구축하여

서비스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다. 따라서 이 고문헌의 텍스트파일 구축사업

은 개개 도서관 또는 기관이 아닌, 국가고문헌

정보화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

이다. 중국에서 十三經 등을 위시하여 중국을

대표할 만한 고전을 텍스트방식으로 입력하여

서비스해 주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우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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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할만한 고문헌을 선정하

여 이를 텍스트방식으로 원문을 입력하여 웹

상에서 서비스하는 것도생각해 봄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학자와 폰트개발업체와 솔루

션업체 그리고 PDF <한글>변환프로그램의

개발업체인 대양이앤씨 등이 서로 콘서시움을

이루어 기술 개발을 해 나가고, 당국에서도 고

문헌의 원문 디지털화에 대해 많은 지원을 하

여, 본 논문에서 당면한 문제들이 해결된다면,

PDF가 아닐지라도 다른 원문디지털방식을

사용하여 보다 빠른 시일 내에 보다 쉽게 텍

스트방식의 고문헌 원문디지털화가 가능하게

되고, 이용자들이 웹상에서 손쉽게 고문헌의

원문을 검색할 수 있게 될것이다. 

4. 결 론

본 논문은 1999년 4월에출시된 Acrobat 4.0

에서 지원하는 PDF를 활용하여 고문헌의 원

문을 디지털화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그 고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PDF를 활용하여 고문헌의 원문을 디지털

화 하는데 1) PDF텍스트파일, 2) PDF이미지

파일, 3) 기존에 이미지방식으로 입력된 고문

헌파일의 PDF 변환 등의 3 부분으로 나누고,

1), 2)의 경우 그 대상문헌을 순한문, 한글고어

자, 구결자의 3가지방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

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한글>파일을 PDF 텍스트파일로 변환시

켜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순한문의 경우 <한글>로 작성한 <擊蒙要

訣> 원문파일을 PDF텍스트파일로 변환해 본

결과 <한글>파일에 나타난 글자체가 화면상에

는 약간 다른 글자체로 나타났지만 인출된 결

과는 <한글>파일의 그것과 똑같은 글자체로

나왔다. <擊蒙要訣>의본문글자 7265자 가운데

7233자가 변환되어 99.6%의 높은 변환율을

나타내었다. 변환과정에서 변환되지 못한 한

자들은 28종 32자였는데, 이 글자들은

PAINTSHOP을 활용하여 이미지 처리한 후에

PDF파일을 완성하였다. 완성된 PDF텍스트

파일의 크기는 82.3KB를 차지하였다. 이 PDF

텍스트파일에서는 <한글>문서에서의 [찾기]

기능과 같은 검색기능이 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한 사항이었다

② 한글 고어자의 경우, <한글>로 입력된 경

판 24장본 <홍길동젼>의 본문을 PDF로 변환

시켜 보았는데, 고어자 가운데‘한’자를 제외

한 나머지 글자는 변환시키지 못하고, 그 글자

들 대신 엉뚱한 글자로 대치 되었다. 한글 고

어자에 대한 문자폰트 지원이 되지 않아, 현

상태에서 한글 고어자의 PDF텍스트파일 변환

은 불가능했다. <홍길동젼>을 <한글> 신명조체

로 입력시켰으나, 이를 PDF로 변환시켜본 결

과 <한글> 신명조체와는 약간 다른 글자체를

보여주었다. 

③ 구결자의 경우 <한글>의 문자표에 수록

된 구결자 269종을 대상으로 PDF 텍스트파일

로 변환시켜 보았는데, 전체 269종 가운데 256

종이 변환되어 95%의 변환율을 보여주었다. 

2) <한글>파일을 PDF이미지파일로 변환시

켜본 결과, 순한문과 한글고어자와 구결자 모

두 <한글>파일에 나타난 글자 그대로 변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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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하지만 인출 결과 PDF텍스트파일의 글

자체와는 다소 차이가 났다. 파일크기는 순한

문의 경우 171KB로서 PDF텍스트파일보다

크기가 약 2배 이상 커졌으며, 한글고어자의

경우 317KB 로 약 4배 가량 증가했으나 구결

자의 경우만 6.2KB로 파일크기가 3분의 1로

줄어들었다.

3) 기존에 TIFF와 JPG로저장한 고문헌파

일을 PDF로 변환해 본 결과, TIFF파일은 크

기가 줄어들고 JPG파일은 크기가 늘어났다.

또 파일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압축률에 차이

가 발생하여 정량적인 결과는 얻지 못했다. 관

계자들은 그 변환율을 1:1정도로 보고 크기

역시 차이가 없다고 하여 이미지로 입력할 경

우 TIFF와 PDF 모두 파일 크기상의 차이는

거의없는 것으로 보았다. 

본 논문을 통해 PDF라는새로운 방식을 적

용하여 고문헌을 텍스트방식으로 디지털화 하

는 방안에 조금이나마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은

큰 수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고

문헌의 원문을 디지털화 하는데 텍스트방식

가운데 PDF를 대상으로 고찰했지만 오로지

이것만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다. 요즘 확산 일

로에 있는 XML 같은 마크업언어 역시 빠른

시일 내에 고문헌의 원문 디지털화에 적용될

전망이다. 어차피 향후 웹상에서의 원문구현

은 PDF, XML 등이 공존하게 될 것이기 때문

이다. 분명 이들 작업이 당장 이루어지리라 생

각하지는 않지만 그 실행시기를 가급적 빨리

앞당기는 노력이 기울여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정보통신분야의 기존 기술과 신기술에 대한

서지학계의 점진적인 접근과 그의 연계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현재 PDF가 급

속도로 보급되고, 그에 따른 기술개발이 뒷받

침되고 있으며, 해마다 각 소프트웨어의 한자

지원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머지 않

은 시일 내에 상당한 기술적인 진전과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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